
- 462 -

 영구자석 동기형 풍력발전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

안해준*, 김현구**, 장길수*, 노경수*** 

고려대학교*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**, 동국대학교*** 

Modeling and Simulation of a Permanent-Magnetic 

Synchronous Generator Wind Turbine 

Hae-Joon An*, Hyun-Goo Kim**, Gil-Soo Jang* , Kyoung-Soo Ro*** 

Korea University*,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** , Dongguk University***

Abstract - When introducing the existing distribution system, load 
and power are mixed for wind power generation to be operated 
unlike the distribution system. Accordingly, if large scale development 
facilities such as a wind farm is adopted in concentration, the 
problems need to be examined and analyzed and security measures 
need to be taken not to out of voltage range.

1. 서    론

 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향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기존 
화석연료를 체할 새로운 체 원을 확보하려는 개발 움직임이 가속
화 되고 있다. 특히 신재생에 지 원 에서 이미 기술 으로 입증된 
풍력이 유럽시장을 심으로 많이 보 되고 있는 실정이다. 풍력발 의 
경우 주로 기에는 소형  형 풍력발 기가 도입이 되다가 재는 
MW  풍력발 기가 규모 풍력단지 건설에 보 되고 있다. 국내의 경
우 연구소나 학계를 심으로 80년  반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최근 
들어서 국내에서도 / 형  풍력발 기가 업체를 심으로 개발이 되
고 있다. / 형  풍력발 은 풍력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시키는 
발 시스템으로 풍력의 변동에 따라 병렬  분리가 반복되어 어느 분
산형 원보다 계통연계 시 선로에 미치는 향이 큰 발 설비이다. 이
러한 풍력발 설비가 비교  큰 규모로 도입된 배 계통은 기존의 부하
만이 존재하는 배 계통과는 달리 부하와 원이 혼재되어 운용되는 형
태로 되기 때문에 풍력단지와 같은 규모의 발 설비가 한 배 선로에 
집 으로 도입되는 경우 풍력단지 도입계획  운용시에 상되는 문
제 을 검토, 분석하여 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. 
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자석 동기형 풍력발 기(PMSG-WT) 모델
링과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향후 규모 풍력발  시스템 도입 시 기
존 력계통과의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압변동 특성을 확
인하고자 한다. 

2. 본    론

  2.1 풍력발전 시스템 모델링

 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풍력발  시스템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. 
PMSG 풍력발 기는 변압기와 해 이블 (2km)을 통해 송 선 (가공, 
14km)에 연결되어 있으며, 송 선은 외부 력망을 표하는 무한모선
에 연결되어 있다. 여기서 계통 연계  (point-of-common coupling, 
PCC, 버스4)이란 풍력발 단지가 송 선에 연계된 지 이다. 풍력발
단지는 2MW PMSG-WT 5기로 구성하 다.

    

     
<그림 1> 풍력단지 계통연계도의 블록다이어그램

  2.2 전압변동 시뮬레이션

  모의실험으로 풍속의 변동, 부하의 변동, 그리고 무한모선의 압강하
가 수행되었다. 모의실험의 목 은 기존의 부하만이 존재하는 배 계통
과는 달리 부하와 원이 혼재되어 운용되는 분산 원 특히 풍력발  
계통연계시 풍속의 증감과 외란 등에 의해 고압계통 연계  (point-of-c
ommon coupling, PCC, 버스4)에서의 압변동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. 
  한 허용 압범 (±)를 만족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. 본 논문
에서는 모의실험을 한 기 상태를 부하가 P=8MW 그리고 
Q=1.9MVar를 소비하고 풍력단지로부터의 P=7MW, Q=0.3MVar, 나머지
는 무한모선으로부터는 공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. 즉, 부하의 87.5% 
유효 력, 15.8% 무효 력을 풍력단지가 공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
것이다. 모의실험은 Matlab & Simulink를 이용해 수행하 다.

<그림 2> 풍속 변화

<그림 3> 계통 연계점에서의 전압

  실제 풍속의 증감을 모의한 풍속으로, 이 풍속을 300 까지 풍력발
기에 인가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. 
  그림 3은 (point-of-common coupling, PCC, 버스4) 풍속의 증감에 따
라 변동하는 단자 압을 보여주고 있다. 풍속변동에 의한 계통 연계 
에서의 압변동은 3%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고압계통 연계 에서
의 허용 압범 (±)를 상회하는 값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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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4> 부하 변동시 계통 연계점에서의 전압

  부하증가 모의실험을 해 부하 임피던스를 20% 감소시켰으며, 
(point-of-common coupling, PCC, 버스4) 계통 연계 에서의 압변동
을 그림4에 보 다. 모의실험 결과, 부하변동에 따른 (point-of-common 
coupling, PCC, 버스4) 계통 연계 에서의 압변동은 4.5%를 나타내
고 있으며, 이는 고압계통 연계 에서의 허용 압범 (±)를 상회하
는 것이다. 

<그림 5> 전압 강하시 계통 연계점에서의 전압

  력망에서의 단락/지락사고와 같은 외란으로 인한 압강하를 수행
한 결과이다. 시간 0.5 에서 무한모선의 압을 10% 감소시켰다. 계통 
연계 에서의 압변동을 그림 5에서 보 으며, 이 경우 계통 연계 의 
압변동은 14.5%로 고압계통에서의 허용 압범 (±)를 훨씬 상회
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3. 결    론

  본 논문에서는 구자석 동기형 풍력발  시스템을 Matlab & 
Simulink에서 모델링하 으며  풍속의 변동, 부하의 변동, 그리고 무한
모선의 압강하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풍력발 단지가 송 선에 연계
된 지 (point-of-common coupling, PCC, 버스4)에서의 압변동 특성
을 확인하고자 하 다. Simulink에서 수행한 구자석 동기형 풍력발  
시스템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․풍력발  계통연계시 풍속변동, 부하변동, 무한모선의 모의실험은 모
두 압변동을 발생시키고 기존의 배 계통에 력품질의 에서 좋
지 않은 변화를 발생 시킬 수 있다. 

․특히 단락/지락사고와 같은 외란으로 인한 압강하를 수행한 결과는 
14.5%의 큰 압변동을 보이고 있다. 이는 계통  풍력발  시스템에 
악 향을 래함을 알 수 있다.

허용 압범 를 벗어나지 않기 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계통의 
고장을 최소화하고 단락/지락사고와 같은 외란에 하여 고장시간을 단
축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

이 논문은 한반도 해역 고해상도 풍력자원지도  단지개발 합성 평
가시스템 개발  2008년도 정부(교육과학기술부)의 재원으로 한국과학
재단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R0A-2008-000 
20107-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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